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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하원의원 

닐리 로직 

 

2013 년 8 월 
 

 

사무실 개원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의 사무실을 새로 이전하였습니다. 9 월 15 일 일요일,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 방문하여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159-16 유니언 턴파이크 앞에 

(소방서 옆) 위치해 있습니다. 

 

2013 년 9 월 15 일, 일요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2 시 

159-16 Union Turnpike, Flushing, New York 11366 

718-820-0241 또는 RozicN@assembly.state.ny.us 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셔널 나이트 아웃 행사 참석 

 
저는 지난 8 월 6 일 범죄에 반대하는 제 30 회 

내셔널 나이트 아웃 지역 단체장들과 정부측 동료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 참석하여 이와 

같이 뜻 깊은 행사를 주최하여 주신 지역구와 의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주민들을 

위해 노스이스트 퀸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107, 

109, 111 지역 경찰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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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를 돌보다 

 
저는 지역구의 나무 그루터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저희 직원들 및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힐크레스트와 프레시 메도우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00 여기의 나무 그루터기를 측정하여 미관을 해치는 나무 그루터기들을 새 수목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원 관리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새 가로수를 심기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718-

820-0241 또는 RozicN@assembly.state.ny.us)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 촉구 

 
저는 주상원의원 토니 아벨라, 커뮤니티 보드 11, 

오번데일 개선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210 번가와 211 번가 사이의 48 번로에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교육부가 지역 사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뉴욕 시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9 월에 

가결을 진행할 것입니다. 9 월 3 일 가결에 참석하는 

대변인 크리스틴 퀸, 시의원 브래드 랜더, 

위원회장에게 이와 관련한 당신의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퀸 대변인은 212-788-7210, 랜더 

시의원은 718-499-1090을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ADA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 기념일 경축 

 

저는 주상원의원 토비 안 스타비스키와 호세 페라르타, 주하원의원 마이크 밀러 그리고 퀸즈 

커뮤니티 칼리지와 함께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 조인 23 주년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뜻 깊은 

행사는 CUNY 교육 기관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CUNY 장애 학생 

연합에 의해 주최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CCSD 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희 지역구 사무실은 159-16 Union Turnpike, Flushing, New York 11366에 위치해 있으며, 

718-820-0241 또는 RozicN@assembly.state.ny.us 를 통해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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